
’21년 상반기 채용 구술·실기시험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

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

변호사
(수사)

경감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30%

전문지식

▸수사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검토능력 30%

▸수사 미비점 분석·검토능력 10%

▸해양수산법령 관련 기초 지식 10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수사

심사관
(수사)

경감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20%

전문지식

▸수사절차 이해도 및 수사 적정성 검토 능력 20%

▸수사 관련 전문지식 및 사건해결능력 30%

▸해양범죄 관련 기초지식 10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현장감식
(과학수사)

순경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과학수사 직무 관련 일반 지식 20%

전문지식

▸현장감식 일반적 지식에 관한 사항 15%

▸지문현출 기법에 관한 사항 15%

▸현장 재구성 관한 사항 15%

▸증거수집 및 감정에 관한 사항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디지털
포렌식

(과학수사)

순경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디지털 포렌식 직무에 관한 일반 지식 20%

전문지식

▸디지털 데이터 복구 등에 관한 지식 15%

▸PC, 모바일 포렌식 관련 세부 내용 15%

▸해킹 및 악성코드 분석 등에 관한 지식 15%

▸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지식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

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

항공조종
(헬리콥터)

경감

구 분 내  용 비율

조종능력

▸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%

▸함상이·착함 요령 40%

▸시계비행 상승, 선회 5%

▸계기비행수평, 강하 10%

▸계기비행 비정상자세 회복 15%

실무능력 ▸항공상식 및 운항, 비상절차, 교수법 관련 지식 20%

항공조종
(헬리콥터)

경위

구 분 내  용 비율

조종능력

▸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%

▸함상이·착함 요령 60%

▸시계비행 상승, 선회 5%

▸계기비행수평, 강하 5%

실무능력 ▸항공상식 및 운항관련 실무지식 20%

비행기
정비

경사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
▸항공기 정비일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%

▸항공기 부품ㆍ자재 및 장비관리 사항 10%

전문지식

▸전기전자 회로의 이해 15%

▸기체/엔진분야 고장탐구 15%

▸기술교범/회보 독해 15%

▸블레이드 진동분석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,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%

헬기
정비

경사
순경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
▸항공기 정비일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%

▸항공기 부품ㆍ자재 및 장비관리 사항 10%

전문지식

▸전기전자 회로의 이해 15%

▸기체/엔진분야 고장탐구 15%

▸기술교범/회보 독해 15%

▸프로펠러 계통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,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%



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

해양기상 경위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
▸해양기상관련 일반 지식 10%

▸해양상식 10%

전문지식

▸해양·항공기상, 태풍·지진 등 예보·특보 일반 15%

▸위성, 레이더 영상 분석 15%

▸수치예보, 관측자료, 일기도 분석 15%

▸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감시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경비작전 경위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통합방위법규의 숙지와 이해력 25%

전문지식

▸UN해양법 협약과 해양경비법령에 대한 지식 20%

▸해상 경비작전 수행 체계에 대한 이해력 10%

▸국가위기관리 등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지식 10%

▸함정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식 10%

▸어선안전조업 관련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지식 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항공관제 순경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
▸일반 항공교통관제 업무 및 비행절차 지식 10%

▸비상상황 관제절차 관련 기본지식 10%

전문지식

▸시계비행 관제 절차 등에 관한 지식 15%

▸계기비행 관제 비행절차 등에 관한 지식 15%

▸비행계획서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지식 15%

▸관제권 이양절차 등 관련 지식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%



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

홍보
(정책소통)

경위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해양경찰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25%

전문지식

▸홍보전략수립, 주요정책 홍보 기획 및 실행 능력, 
과제관리 및 행정실무 능력

25%

▸신문・방송・인터넷 등 매체 전반에 대한 
전문지식 및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력

 * 보도‧브리핑・오보대응 등의 능력 포함
25%

▸주요정책 등의 효과적 정보전달을 위한 
온・오프라인 콘텐츠 기획 및 실행 능력

10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심화 질문 15%

홍보
(정책소통)

순경

구 분 내  용 비율

기본지식 ▸해양경찰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25%

전문지식

▸기획홍보 및 언론홍보 관련 경험과 지식 25%

▸방송・인터넷・신문 등 매체 전반에 대한 
전문지식 및 이해력 

25%

▸사진 촬영, 영상・디자인 등 콘텐츠 제작에 
관한 기본 지식

10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심화 질문 15%

홍보
(디지털소통)

순경

구 분 내  용(예시) 비율

과제의

이해

▸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콘텐츠인가? 25%

▸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, 창의적으로 
표현하였는가? 25%

결과물의

품질

▸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이 어떠한가?
 (포토샵,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활용이 능숙한가?)

20%

▸완성된 창작물의 완성도는 높은가?
 (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는가?)

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심화 질문 15%

홍보
(영상)

순경

구 분 내  용(예시) 비율

과제의
이해

▸제시된 과제에 적합한 콘텐츠인가? 25%

▸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, 창의적으로 
표현하였는가? 25%

결과물의
품질

▸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어떠한가?
 (프리미어, 파이널컷 등의 활용이 능숙한가?)

20%

▸영상의 완성도는 높은가?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심화 질문 15%



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

조선기술 순경

구 분 내  용(예시) 비율

기본지식 ▸선박설계, 건조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본지식 30%

전문지식

▸선박건조 관련 이론에 관한 지식 20%

▸도면 해석 및 전문용어 이해도  10%

▸관련규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지식 10%

▸경비함정에 대한 이해도 10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,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%

드론 
운영

순경

구 분 내  용(예시) 비율

기본지식 ▸드론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 10%

전문지식

▸드론 관련 법령의 이해도 15%

▸항공이론 일반에 대한 이해도 15%

▸드론 시스템 전문지식 15%

▸드론 운용 관련 전문지식(해양 특수성 고려) 15%

▸자료 처리 능력 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15%

건축
(국유재산)

순경

구 분 내  용(예시) 비율

기본지식 ▸청사신축 프로세스의 이해 여부 10%

전문지식

▸건축계획 일반
 - 건축계획 원론, 각 종 건축물의 건축 계획 등

15%

▸건축구조 일반
 - 건축구조 일반, 구조역학 등

15%

▸건축설비 일반
 - 환경계획 원론, 전기·위생·승강·공기조화설비 등

15%

▸건축 관련 법령의 이해
 - 건축법,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

15%

▸건설 안전관리 일반
 - 건설안전기술,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등

15%

발전역량 ▸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15%


